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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본 논문에서는 다중이용업소 구획 실 화재상황을 가정하고 경유를 연소시켜 연기가 실 내부에 찼을
때, 피난안전방화문과 피난구유도등의 피난유도체로서의 기능을 비교․평가하였다.
위 실험결과 구획실 화재발생 시 피난안전방화문의 피난유도체로서의 기능은 화재강도 및 상황에 따
라 그 차이는 있겠으나 피난구유도등에 비하여 2～4분 정도 길게 피난유도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
것으로 측정되어 화재 시 피난자들의 피난에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.

Ⅰ. 실험 실시

한 6.5m*3.8m*2.5m 크기의 창고에서 실험을 진행하
였다.

실험일시 : OO년 5월 O일

[구획실 형상변화에 따른 화재양상에 관한 실험적

실험장소 :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소재 창고

고찰. 2005. 02. 호서대대학원, 이정윤]의 논문을 일

실험준비물 : 경유 35ℓ, 피난안전방화문, 피난구

부 발췌, 인용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주요 내장재인

유도등, 소화기3, 카메라2

모니터, 가구 등의 가연물 총열량을 경유로 환산 후
<그림1>과 같이 배치하였다.

Ⅱ. 실험 목적
피난안전방화문을 축광표지의 휘도시험 성능기준
에 따라 조사시킨 후 실 중앙에 위치시키고, 그 위
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한다. 다중이용업소 구획실
화재상황을 가정하고 경유를 연소시켜 연기가 실 내
부에 찼을 때, 피난안전방화문과 피난구유도등의 피
난유도체로서의 기능을 비교․평가한다.

Ⅲ. 실험 준비
피난안전방화문 실물화재 실험에 앞서 현재 영업
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를 방문 각 실의 크기를
측정하였고, 이에 대한 평균치를 측정하였다. 다중이
용업소 실 평균치는 5.5m*3.2m*2.3m으로 측정되었
으며, 본 연구진은 다중이용업소 실 평균치와 근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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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1 연기실험 배치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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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험에 쓰일 경유의 양은 평균적으로 다중이용업

연기 층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, 두터워 지기 시작

소에 내장되어 있는 가구나 전자제품의 양을 기준으

한다. 연기 층이 쌓임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의 윗부

로 산출하였다.

분이 연기에 가려지기 시작했으나 광원은 밝게 빛나

먼저 평균을 내서 얻은 값은 각각 전자제품(모니
터, 영상반주기 등)이 38kg, 가구(쇼파, 식탁 등)가

고 있어 피난안전방화문과 피난구유도등 모두 피난
유도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.

47kg으로 나타난 값에 따라 각각의 열량을 계산하
면 170,658kcal, 206,179kcal로 산출되었다. 산출된
값에 경유의 열량 11,000kcal/kg, 경유의 비중(0.85)
을 고려하여 계산하면
- 전자제품의 경우 170,658kcal ÷ 11,000kcal/kg =
15.514kg
15.514 ÷ 0.85 = 18.251ℓ
- 가구의 경우 206,179kcal ÷ 11,000kcal/kg =
18.743kg
18.743 ÷ 0.85 = 22.053ℓ
총 18.251ℓ + 22.053ℓ = 40.304ℓ라는 값이 도출된
다.
<표 1 가연물 총 열량대비 경유 투입량>

가연물양(kg)

열량(Kcal)

경유량(ℓ)

전자제품

38

170,658

18.251

가구등

47

206,179

22.053

총계

85

376,837

40.304

<그림 2 연소 시작 30초 후>

<그림 3 연소 시작 1분 후>

<그림4>은 연소 후 3분 경과후로 천장부근의 연
기 층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 두텁게 쌓여가고 있다.
두텁게 형성된 연기 층으로 인해 피난구유도등의 광
원이 흐릿하게 보이는 반면 피난안전방화문은 넓은

<표1>는 가연물 총 열량대비 경유 투입량으로,
40.304ℓ의 경유를 기름통에 투입하고, 피난안전방화

발광면적으로 인하여 육안으로 피난구로서의 구별이
가능, 피난유도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.

문과 피난구유도등에서 5m정도 떨어진 거리에 카메
라를 설치하였다.

<그림4>는 연소 후 5분 경과후로 천장부근에 위
치하던 연기 층이 점점 더 두터워져 구획실의 절반
에 연기 층이 형성되었다. 이에 따라 피난구유도등

Ⅳ. 실험 순서 및 내용

의 광원은 연기에 가려져 피난유도체로서의 기능을
상실하였으나, 피난안전방화문의 경우 윗 부분은 연

실험 장치를 모두 배치 후 구획 실 내 기름통에

기에 가려져 보이지 않으나 아랫부분의 발광상태가

투입되었던 경유를 연소시켰다. 시간간격 30초, 1분,

유지됨으로서 피난유도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

3분, 5분, 10분에 따라 피난안전방화문과 피난구유도

는 것이 관찰된다.

등의 피난유도체로서의 성능을 비교․평가하였다.
<그림2>는 연소시작 30초 경과후로 화점부근에
서 발생한 연기가 천천히 이동하여 천장부근의 연기
층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. 연기로 인한 빛의 투과
율 감소는 피난안전방화문과 피난구유도등에서 비슷
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피난구유도등의
광원이 피난안전방화문에 비하여 밝게 빛나고 있다.
<그림3>은 연소시작 1분 경과후로 천장부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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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시작 3분경과 후 천장으로부터 쌓여 하강한
연기로 인해 피난구유도등의 빛이 연기를 투과하지
못해 밝기가 크게 감소한데 반하여 피난안전방화문
의 경우 넓은 발광면적으로 인하여 피난구로서의 기
능을 유지하였다.
연소시작 5분경과 후 피난구유도등의 광원이 연기
에 가려져 기능을 상실한 반면 피난안전방화문의 경
우 연기발생 5～7분까지도 문의 아랫부분이 발광하
는 것이 관찰되어 피난유도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
는 것이 관찰되었다.
위 실험결과 구획실 화재발생 시 피난안전방화문
의 피난유도체로서의 기능은 화재강도 및 상황에 따
라 그 차이는 있겠으나 피난구유도등에 비하여

2～

4분 정도 길게 피난유도체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
것으로 측정되어 화재 시 피난자들의 피난에 도움이
되리라 사료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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